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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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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eonju and Kyungja Ahn. (2019). Teachers’ and learners’ perceptions of lesson
introduction in elementary English.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9-4, 755-777. This study aims to explore teachers’ and learners’ perceptions of
lesson introduction in elementary English classrooms. Fifty teachers and 184 students
were surveyed, and five teachers and eight students were interview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and students considered the introduction stage important and
necessary. Both also agreed that approximately 5 minutes was appropriate for an
introduction and that the native language could be flexibly used even in lessons
primarily taught in English. Second, teachers perceived lesson introduction in English
classrooms should differ from those of other subjects because language skills and
communication are more important than linguistic knowledge in English. Third, teachers
responded they planned and implemented motivational activities in the introduction stage
in every lesson, but using diverse activities was relatively difficult depending on the
lessons. Teachers also reported difficulty in motivational activities because of students’
low motivation, lack of materials and information, and less focus on the introduction
stage than on the development stage. Lastly, whereas students most preferred games
to promote their learning and interest, teachers experienced burden from using games
at the start of the lesson. It was suggested that the introduction stage should be
employed appropriately considering cognitive and affective aspects, student needs, and
teaching and learning contexts. Further important implications regarding implementing
the introduction stage effectively in English lessons were discussed.
Keywords: lesson introduction, introduction stage, motivational activity, elementary
English, English teacher education

1. 서론
초등학교는 영어 공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학습자의 영어 학습 경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의적 동기가 다른 연령층보다 높고 새로운 경
험에 민감하고 열성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동기가 주어진다면 다른 언어도 습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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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n 1967).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지고, 학교 영어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이다(김혜련 1998, 박약우 외 3인,
2001). 따라서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영어에 자신감과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환경 및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업의 흐름은 도입, 전개, 정리의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중 학습자의 흥
미와 동기유발에 주로 초점을 두고 설계하는 단계는 수업의 도입부이다(김수미 2014). 수
업의 도입부가 성공하면 학생들이 학습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업의 도입부가
실패해 학생들이 적절한 학습동기를 갖지 못하고 수업을 시작한다면 학습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수업 초반의 내용을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업의 시
작단계가 학생들의 배움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수업의 도입부는 수업의 시
작이며, 수업의 첫 단추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어 수업의 경우에도 외국어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입단계에서 적절한 동기유발과 학습목표를
제시해 해당 수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수업 도입부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나 방안 제시, 실용
적인 안내나 교사교육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도입부에 대해 소홀히 여
기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도입부를 별도로 설계하지 못하는 교사들도 있다. 김승현
과 박재현(2010)은 수업 도입부가 수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학습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전
지식을 활성화해 본시 학습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질적 기능을 갖는 것에 대한 교사들
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밝혀 도입부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촉구했다. 이러한 인
식 고양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도입단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수업 도입단계를 연구한 사례는 국어, 수학 등 타 교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초등수
업과 관련해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국어과에서는 국어 수업 도입부의 동기유발 유형(이
주섭 2007), 국어 교과서 도입 학습 분석(최지영 2011), 국어 수업 도입부 유형 분석(박미
란 2014) 등이 있다. 수학과의 경우 초등교사의 교수·학습 과정안에 나타난 수학 수업 도입
부의 유형과 특징(김수미 2014) 등의 연구가 있다. 영어과에서는 도입단계에서 스토리텔링
을 활용한 초등영어 수업이 영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허은화 2013), 초등영어 수업 도입부
의 상호작용 사례 연구(김솔, 박선호, 최희경 2016)가 있었지만 초등영어 수업의 도입부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교사나 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영어
수업에서 도입단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할 볼 때, 도입단계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수업 도입단계 방안을 살펴본다면 초등영어
수업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탐구했다.
첫째,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동기유발 활동에 대한 선호는 어
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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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
수업은 일반적으로 도입, 전개, 정리 순으로 구성되는데, 도입단계 관련 선행연구(박미란
2014, 이주섭 2007 등)를 보면 도입단계를 구성하는 하위 활동들은 유사하고 용어나 순서
가 약간 다르다. ‘수업 분위기 조성, 전시학습 상기하기, 학습동기 유발하기, 학습목표 확인
하기’의 하위 활동들이 공통적이다.
Brewster, Ellis와 Girard(1992)는 전통적인 교실 수업의 구성 체계를 PPP 학습 모형으
로 제시했다. 새로운 언어 요소를 제시(presentation)하는 단계, 교사 주도로 새 언어요소를
연습(practice)하는 단계, 실제 언어사용을 위한 발화(production) 단계이다. 민덕기 외
(2013)는 Brewster 외(1992)가 제안한 모형을 바탕으로 초등영어 수업 절차를 제시했는데
그 중 도입단계는 ‘수업 준비, 전시학습 상기, 학습문제 및 활동 안내, 새 언어 제시’의 4가
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표 1과 같다.
표 1. 초등영어과 수업의 절차
단계

수업 내용

수업 준비

수업 준비

전시학습 상기

관련된 언어 검토

학습문제 및
활동 안내
새 언어의
제시
연습활동
(통제, 유도)

본시에서 배울 내용과
학습활동 설명하기
새 언어 제시
연습활동(통제, 유도)

발화활동
(자유, 자발적)

발화/자유표현

복습활동

확인/복습

정리하기

정리

세부 수업 내용
·관계 형성을 위한 담소 나누기
·출석 부르기
·날짜, 요일, 날씨, 묻기 등
·관련 전시학습 상기해 새 언어 입력 바탕 제공하기
·전시학습에 배운 것과 수행한 학습 활동 반성하기
·차시 목표 이해시키기
·차시 학습 활동의 목표 이해시키기
·맥락을 바탕으로 제시
·맥락 안에서 의미 이해
·교사 주도로 새 언어요소 연습하기
·노래, 찬트, 지시, 게임 등으로 연습하기
·자발적으로 새 언어표현 사용하기
·놀이, 게임, 역할놀이, 과제 등으로 표현하기
·음성언어 혹은 문자언어로 표현하기
·학습활동 확인/반성하기
·학습목표 달성, 학습내용, 활동 확인하기
·과제 부여하기/인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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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2001)은 PPP 모형에 ‘분위기 조성과 전시 학습 복습 단계’와 ‘정리 및 복습 단계’
를 추가해 5단계로 제시했다. 음성 및 문자 언어로 세분화했고, 도입단계는 ‘분위기 조성과
전시학습 복습’으로 민덕기 외(2013)가 제안한 도입단계 내용에 포함된다.
2.2 초등영어 지도서에 제시된 수업 도입단계
초등영어 교사용 지도서에 수업 도입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5종 출판
사 중 점유율이 높은 출판사 3종을 선정해 표 2에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도입 소요 시간
은 대부분 5분으로 제시되었다. 도입단계에서는 각 활동의 이름은 조금 달랐지만, 크게 내
용을 정리해보면 인사하기(greetings), 복습하기(review), 동기유발(motivation), 목표 제시
하기(objectives)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도입에서의 복습활동 및 동기유발 활동
양상은 지도서 및 차시마다 각각 달랐지만 전시에 배웠던 학습 내용을 떠올리고 학습동기를
유발하고자 하는 취지는 유사했다.
표 2. 초등영어 지도서의 도입단계의 흐름
A교과서
6학년 4단원 1차시
Where is the post office?

B교과서
6학년 11단원 2차시
How can I get to the museum?

C교과서
4학년 3단원 4차시
Who is he?

Greetings 인사

Greetings 인사
Review 지난 시간 복습
Motivation 동기유발

Greetings 인사하기
Review 복습하기
Motivation 동기유발

Objectives 학습목표

Objectives 학습목표

Motivation 동기유발
Get ready 준비
Objectives 목표

초등영어 지도서의 도입단계에서 주로 달성하고자 하는 영어 기능에 맞게 적절한 수업 도
입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지 차시별로 분석했다. 다음 표 3은 B교과서에서 한 단원을 선
정해 차시별 수업 도입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차시별로 도입단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차
시의 도입단계가 ‘인사, 지난 시간 복습, 동기유발, 학습목표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기
유발 활동을 제외하고 차시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위 단원을 포함하여 여러 지도서의 차시
별 도입단계 하위 활동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차시에서 목표로 하는 언어 기능에 적절한
활동을 동기유발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쓰기 기능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차시에서의 동기유발 활동으로는 주로 낱말 바르게 배열하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었고, 읽기
기능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차시에서는 다루는 이야기의 원작을 소개하는 활동으로 동기
유발 활동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나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재들로부터 이끌
어내는 질문들은 차시를 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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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초등영어 지도서의 도입단계 차시별 비교
1차시
Greetings 인사
Review 지난시간복습
Motivation 동기유발
· <Open up>활동을 하며 이
단원의 학습 내용에 흥미를
유발한다.

2차시
Greetings 인사
Review 지난시간복습
Motivation 동기유발
· 웹 사이트에서 동물이 달리는
영상을 찾아 보여 주고,
동물들의 빠르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미를 유발한다.

3차시
Greetings 인사
Review 지난시간복습
Motivation 동기유발
· 웹 사이트에서 나라별 면적
비교 자료를 찾아 제시하여
비교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한다.

Objectives 학습목표
4차시
Greetings 인사
Review 지난시간복습
Motivation 동기유발
· 교사의 소지품을 꺼내어 보여
주면서 비교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한다.

Objectives 학습목표
5차시
Greetings 인사
Review 지난시간복습
Motivation 동기유발
· 웹 사이트에서 기린, 쥐,
돼지의 사진을 찾아 보여 주고
“Who am I?” 놀이를 하며,
오늘 읽을 글의 장르(퀴즈)에
친숙해지게 한다.

Objectives 학습목표
6차시
Greetings 인사
Review 지난시간복습
Motivation 동기유발
· 웹 사이트에서 길이, 부피,
무게가 명시된 생활용품,
식료품 등의 사진을 찾아
보여 주며 흥미를 유발한다.

Objectives 학습목표

Objectives 학습목표

Objectives 학습목표

2.3 영어수업 도입단계 및 학습동기 신장 방안 관련 선행연구
영어수업의 도입단계 및 동기유발 강화, 효과적인 동기전략 교수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실행되어 왔으며, 교육현장 적용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허은화(2013)는 초등학교 5
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단계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초등영어 수업이 영어 읽기 능력 향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냈다. 또한 영어 전반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주도적 학
습, 그리고 영어 읽기 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학습동기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숙(2003)과 손현숙(2016)은 학습동기 신장 방안을 연구했는데, 이는 본 연구의 도입
단계의 동기유발 활동과 연관된다. 김혜숙(2003)은 초등영어 교실에서 동기유발 강화를 위
한 효과적인 수업전략에 관해 분석했다. 3학년은 게임을, 5학년은 율동, 노래, 찬트를 선호
했다. 또한, 3, 5학년 모두 함께 하는 구성방식의 게임을 선호했다. 효과적인 동기유발 강화
를 위한 실제 전략은 효과적인 언어수업기술 개발, 정의적 태도를 통한 전략, 교사중심 수
업전략으로 나눠 제시되었다. 둘째, 학습동기 강화 방안으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 학습자 자
신감 향상, 능력보다는 노력의 중요성 인식, 학습자 활동 및 협동 중심 수업으로 자율권 향
상, 만족감 증대, 적당한 피드백 제공이 나타났다. 셋째, 동기유발 학습활동에 따른 실제적
교수방안은 참여자 조직, 학습방법, 자료활용, 보상을 통한 동기유발 방안이 도출되었다.
손현숙(2016)은 초등영어 수업에서 효과적인 동기전략 교수에 관한 연구를 위해 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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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인식과 그 차이를 설문조사를 시행해 분석했다. 교사와 학생 모두 효과성을 높이
인식한 ‘분위기, 교사, 흥미’ 전략군을 교수학습 설계에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높은 영어
학습 동기를 가지도록 도울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교사와 학생 모두 효과성을 낮게 인식
한 ‘목표. 산출물, 그룹, 언어 유용성’ 같은 전략군은 교육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
았다. 나아가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전략은 학생들의 인식에 기반한 효
율적 동기전략 교수 설계와 실행이 필요하며, 학생들은 효과적으로 인식했지만 교사들이 그
효과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간과한 전략에 주목하고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지역 초등학교 영어교사 50명 및 서울 소재 초등학교 5, 6학
년 184명의 학생들이다. 영어수업 도입단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50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대상자의 배경정보는 표 4와 같다.
표 4. 설문조사 참여 영어교사 배경정보
교직 경력
구분
N(%)
5년 미만
25(50)
5년∼10년 미만
18(36)
10년∼15년 미만
2(4)
15년∼20년 미만
4(8)
20년 이상
1(2)
합계
50(100)

영어지도 경력
구분
N(%)
1년 미만
10(20)
1년∼3년 미만
27(54)
3년∼5년 미만
5(10)
5년∼7년 미만
6(12)
7년 이상
2(4)
합계
50(100)

TEE 인증 유무
구분
N(%)
TEE-A만 소지
3(6)
TEE-M 소지
3(6)
없음
44(88)

영어 연수 시간
구분
N(%)
0∼60시간
28(56)
61시간∼120시간
7(14)
121시간∼180시간
3(6)
181시간∼240시간
3(6)
241시간 이상
9(18)
합계
50(100)

영어지도 유형(교과)
구분
N(%)
1년 미만
10(20)
1년∼3년 미만
25(50)
3년∼5년 미만
5(10)
5년∼7년 미만
3(6)
7년 이상
2(4)
합계
45(90)

영어지도 유형(담임)
구분
N(%)
1년 미만
0
1년∼3년 미만
2(4)
3년∼5년 미만
0
5년∼7년 미만
3(6)
7년 이상
0
합계
5(10)

합계

50(100)

설문에 응답한 초등영어교사의 교직 경력은 5년 미만이 25명(50%), 5∼10년 미만이 18
명(36%)으로 가장 많았고, 10∼15년 미만이 2명(4%), 15∼20년 미만이 4명(8%),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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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1명(2%)이었다. 영어지도 경력은 1∼3년 미만의 교사가 27명(54%)으로 가장 많았
고, 1년 미만이 10명(20%), 5∼7년 미만이 6명(12%). 3∼5년 미만의 교사가 5명(10%),
7년 이상이 2명(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영어지도 경력 중 교과전담으로 지도한 경력은
1∼3년 미만이 25명(50%)으로 가장 높았고 담임으로 지도한 경력 또한 1∼3년 미만이 2
명(4%)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담임으로 지도한 교사는 45명(90%)으로 교과
전담교사 5명(1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50명의 응답 교사 중 3명(6%)의 교사는
TEE-A를, 3명(6%)의 교사는 TEE-M을 소지했다. 28명(56%)의 교사가 최근 5년 이내
0∼60시간의 영어 연수를 들었고, 9명(18%)의 교사가 241시간 이상, 7명(14%)의 교사가
61시간∼120시간, 6명(12%)의 교사가 121∼240시간의 영어 연수 경험이 있었다.
자발적인 참여 의사와 본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교사 중 5명을 선정해 30∼40분 정
도의 일대일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5명의 교사는 교직 및 영어 지도 경력, 전문성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A, B, C교사는 교직 경력이 37년, 9년, 8년이고 영어지도 경력은 7년, 8년,
3년이며 TEE 인증서를 소지했다. D, E교사는 교직 경력은 6년으로 동일하고 영어지도 경
력은 각각 3년, 2년이며 TEE 인증은 받지 않았다. B, C교사는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D교사는 석사 과정 재학 중이다. 심층면담 참여교사의 배경정보는 표 5와 같다.
표 5. 심층면담 참여 영어교사 배경정보
교사

성별

A
B
C
D
E

여
여
여
여
여

근무
지역
서울
서울
서울
서울
경기

교직
경력
37년
9년
8년
5년
6년

TEE
인증
TEE-M
TEE-M
TEE-A
무
무

대학원 학위
해당없음
석사취득(어린이영어교육)
석사취득(초등영어교육)
석사재학(초등영어교육)
해당없음

영어지도경력
(교과/담임)
7년(7/0)
8년(8/0)
3년(3/0)
3년(2/0)
2년(1/1)

영어연수시간
(최근 5년)
241시간 이상
241시간 이상
241시간 이상
121∼180시간
0∼60시간

학생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년과 영어 수준을 고려해 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약 20분의 면담을 2회 실시했다. 표 6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기초자료이
다. 남자는 59.2%, 여자는 40.8%였고, 국가 수준 진단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85점 이상은
상(54.9%), 60점 이상 85점 미만은 중(31.5%), 60점 미만은 하(13.6%)로 구분했다.
표 6. 설문조사 참여 학생 배경정보
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90(48.9%)
94(51.1%)
184(100%)

성별
남
여
54(29.3%)
36(19.6%)
56(30.4%)
38(20.7%)
110(59.7%)
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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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50(27.2%)
51(27.7%)
101(54.9%)

영어 수준
중
27(14.7%)
31(16.8%)
58(31.5%)

하
13(7.1%)
12(6.5%)
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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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5학년 4명(상수준 2명, 중수준 2명), 6학년 4명(상수준 1명,
중수준 2명, 하수준 1명)으로 학년별로 남녀 2명씩으로 구성되었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학
생들의 배경정보는 표 7과 같다.
표 7. 심층면담 참여 학생 배경정보
학생
S1
S2

성별
여
남

5학년
수준
학생
상
S3
상
S4

성별
여
남

수준
중
중

학생
S5
S6

성별
여
여

6학년
수준
학생
상
S7
중
S8

성별
남
남

수준
중
하

3.2. 자료 수집 방법
초등영어교사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내용 구성은 표 8과 같다. 교사 대상 설
문지는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총 20문
항으로 구성했다. 5, 6학년 학생 대상 설문지는 학생들이 수업 도입단계에 대해 어떻게 인
식하는지, 어떠한 동기유발 활동을 선호하는지 알기 위한 것으로 14문항으로 구성했다. 설
문지는 김주영(2018), 김수진과 안경자(2016)를 참고했고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했다.
표 8. 교사용 및 학생용 설문지 구성
대상

연구문제

교사

수업 도입단계 및
운영실태 관련 교사
인식

학생

학생들의 수업
도입단계 인식 및
동기유발 활동 선호도

설문내용(문항 수)
도입단계 중요성(3), 도입단계 의미 및 목적(1), 도입단계
계획(1), 도입단계 하위 활동(2), 동기유발 활동 운영실태(2),
차시별 동기유발 활동 차별화(1), 도입단계 주체(2), 도입단계
소요시간(1), 타 교과와 다른 점(2), 도입단계 사용 언어(2),
도입단계 어려운 점(2), 도입단계 개선 방안(1)
도입단계 중요성(3), 도입단계 소요시간(3), 도입 시간
집중도(1), 도입단계 언어(3), 동기유발 활동에 대한 인지적 효과
및 선호도(2), 동기유발 활동에 대한 정의적 효과 및 선호도(2)

일대일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했다. 1차 면담
지를 작성한 후 초등영어교사 2인의 예비 면담을 통해 분석적 유도(Minichiello et al.
1995)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해 최종 면담 내용을 완성했다. 면담 내용은 설문지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좀 더 확장된 내용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연구자가 면담 참여 교사에게
먼저 연구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1회
씩 총 5회의 면담을 했고,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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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면담은 학년별로 소그룹 면담을 진행했고 면담 대상자는 수준과 성별을 고려해 선정
했다. 면담은 2회씩 총 4회를 실시했는데, 1차 면담 후 도입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2
차 면담에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면담을 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2차 면담에서 추가 정보를
얻어 내용을 보충했다. 1차 면담은 10월 중에, 2차 면담은 12월 말에 실시했다. 1차 면담은
평균 30분 정도, 2차 면담은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3.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영어수업의 도입단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교사 및 학생의 인식과 동
기유발 활동의 효과 및 선호도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질적 및 양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분석
했다. 설문 및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설문지의 객관식 문항은 빈도 분석해 교
사와 학생의 수업 도입단계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그 효과를 파악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와 ‘보통이다’는 부정적인 답변으로, ‘대체로 그렇다’와 ‘확실히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분류하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비율을 도출하고 평균값을 제
시했다. 교사용 설문지는 신뢰도가 0.669, 학생용 설문지는 0.751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
났다. 설문지의 주관식 문항은 내용 분석을 통해 결과를 분석했다.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
에 대한 교사 및 학생의 인식 분석 후, 동일 범주에 한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해 평균
점수를 비교 분석하여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교사
및 학생 대상 면담은 녹음해 전사하고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
4.1.1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의 의미·목적·중요성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에서 실행하고 있는 활동,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및 도
입단계의 의미로 ‘(학생들의) 동기 유발하기’가 가장 높았다. 표 9를 살펴보면, 현재 실행하
고 있는 활동으로는 동기유발하기에 이어 전시학습 상기하기, 수업준비하기, 학습목표 확인
하기가 뒤를 이었다. 도입단계의 활동 중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도 역시 동기유발
하기가 많았고, 전시학습 상기하기가 그 다음이었다. 도입단계의 의미로는 동기유발하기, 전
시학습 상기하기, 수업준비하기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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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도입단계 하위 활동 운영실태 및 중요도(교사 설문)
항목

수업
준비하기
34
(68%)
7
(14%)
37
(72.5%)

문항 내용
도입단계에서 실제로 하는 활동
도입단계 활동 중 제일 중요한 활동
도입단계의 의미

전시학습
상기하기
41
(82%)
16
(32%)
14
(80.4%)

동기유발
하기
48
(96%)
21
(42%)
47
(92.2%)

학습목표 학습활동
확인하기 안내하기
32
25
(64%)
(50%)
6
0
(12%)
(0%)
31
(60.8%)

도입단계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교사 대부분이 도
입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4%의 교사가 매 차시 수업 도입단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72%의 교사가 영어수업 도입단계의 활동이 학생들의 학습목
표 도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96%의 교사가 영어수업 도입단계의 활동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흥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아울러, 수업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교사의 비율은 66%로 드러났다. 제시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교사들은 도입단계의 활
동들이 학습목표 도달과 학생의 흥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했는데, 흥미도 향
상에 특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도입단계 필요성 및 효과(교사 설문)
항목
문항 내용
영어수업에서 매 차시 도입 활동의
필요성
영어수업 도입단계 활동의 학생들의
학습목표 도달에의 영향
영어수업 도입단계 활동의 학생들의
흥미도 향상에의 영향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그렇지
않다
3
(6%)
2
(4%)
0
(0%)

보통
이다
5
(10%)
12
(24%)
2
(4%)

그렇다
26
(52%)
21
(42%)
17
(34%)

매우
그렇다
16
(32%)
15
(30%)
31
(62%)

평균
3.98
3.98
4.58

심층면담에서 모든 교사들은 도입단계의 중요성과 ‘학습동기 유발하기’와 ‘전시학습 상기
하기’ 기능,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효과 및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A교사는 도입
단계가 수업 성공의 방향키이며, B교사는 배울 의지를 다잡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D교사는
도입단계가 수업을 즐겁고 재미있게 시작하는 핵심이며, E교사는 도입단계가 그 수업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고 학습목표 도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B교사는 전시학
습 상기의 기능을, C교사는 복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D교사는 학생들도 배운 내용을 떠올
리고 교사도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하게 된다고 했다. C교사는 영어과에서는 학생들의 정서
적 여과막을 낮춰야 하고, 특히 도입단계에서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고 수업에 임하도
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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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초등영어 수업의 도입단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학습동기 유발
하기’와 ‘전시학습 상기하기’로 타 교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입단계에서 편안하고 재미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기존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학생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4.1.2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와 타 교과와의 차별성
영어수업의 도입단계가 타 교과의 도입단계와 달라야 한다고 답변한 교사는 52%로 과반
수 교사들이 영어수업 도입단계의 차별화에 동의했다. 표 11에서 설문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11. 타 교과의 도입단계와 차별화 필요성(교사 설문)
항목
문항 내용
영어수업 도입단계의 타 교과목
도입단계와의 차별화 필요성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15
(30%)

보통이다

그렇다

9
(18%)

12
(24%)

매우
그렇다
14
(28%)

평균
3.5

교사들은 타 교과의 도입단계와 차별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외국어를 다루는 교과이며
지식 자체보다 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표 12는 설문조사의 자유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표 12. 타 교과의 도입단계와 차별화 이유(교사 설문)
타 교과와 다른 점
외국어를 다루는
교과
지식보다
의사소통이 중요

내용
·학생의 두려움 감소 필요
·학생의 흥미 유발, 자신감 향상 중요
·발화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동기유발 활동 준비 필요
·도입단계에서 반드시 목표 어휘와 표현 다루기 필요
·실생활과 관련된 도입으로 학생들의 실생활에 스며들도록 지도 필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언어를 익혀야 하므로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도입 필요

심층면담에 응한 교사들은 모두 영어수업의 도입단계가 다른 교과목의 도입단계와 달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면담을 통해 타 교과에 비해 영어수업의 도입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영역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A교사는 영어교과에서 특히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크므로
이를 고려해 보다 쉬운 방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B교사와 C교사는 영어는 다른 과
목과 달리 언어를 가르치는 과목이기에 타 교과와 다르다고 진술했다. D교사는 타 교과의
도입단계는 학습 문제 유추가 목적이라면 영어는 흥미 유발이 목적이기에 차별화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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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다. E교사는 타 교과보다 동적인 동기유발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1.3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 계획·실행·시간·방법
설문조사에서 수업 도입단계를 계획하는 교사의 비율은 66%로 드러났다. 74%의 교사가
매차시 동기유발 활동을 하며, 48%의 교사는 매 차시 수업 도입단계의 동기유발 활동을 다
르게 계획하고 적용한다고 했다. 동기유발 활동 자체의 계획 및 실행에 비해 차시에 따라
동기유발 활동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비율은 다소 낮았다. 또한 앞서 도입단계에 대한 중요
성보다는 계획과 실행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낮았다. 표 13에서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3.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 계획·실행·방법(교사 설문)
항목
문항 내용
매 차시 수업을 위해 동기유발
활동을 포함한 도입단계를 미리
계획함
매 차시 도입단계의 동기유발 활동을
함
매 차시 수업 도입단계의 동기유발
활동을 다르게 계획하여 적용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2
(4%)

3
(6%)

12
(24%)

17
(34%)

16
(32%)

3.84

0
(0%)
3
(6%)

6
(12%)
3
(6%)

8
(16%)
20
(40%)

25
(50%)
18
(36%)

12
(24%)
6
(12%)

3.84
3.42

도입단계 소요시간에 대해 76%의 교사가 5분 이내의 도입 활동 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
했다(3분 이내 5명 10%, 3~5분 이내 33명 66%, 5~7분 5명 10%, 7~10분 7명 14%). 주
로 활용하는 동기유발 활동자료는 표 14와 같이 유튜브 영상자료(22%)가 가장 많았고, 그
림자료, 이야기책, 퀴즈가 그 뒤를 이었다.
표 14. 주로 활용하는 동기유발 활동자료(교사 설문)
항목
문항 내용
주로 활용하는 도입단계
동기유발 활동

유튜브
영상자료
11
(22%)

그림자료

퀴즈

이야기책

노래

기타

6
(12%)

5
(10%)

5
(10%)

4
(8%)

19
(38%)

심층면담 결과, 동기유발 활동은 도입단계를 특별히 계획하지 않는 교사라도 실시하려 하
고 있었고, 차시와 기능에 따른 동기유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직접 관
련 있는 질문하며 대화하기’, ‘최신 노래에서 배운 표현 찾아보기’, ‘노래의 속도에 변화를
주며 다양하게 부르기’, ‘퀴즈’, ‘영상자료, 그림자료 활용하기’ 등을 차시와 기능에 맞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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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었다. 한편, D교사는 도입단계를 계획하지만 동기유발 활동보다는 전시학습 상기
하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통해 흥미 유발을 한다고 진술했다. 면담 대상 교사들의 도입단
계 운영실태의 자세한 내용은 표 15와 같다.
표 15.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 운영실태(교사 설문)
교사

도입단
계 계획

동기유발
활동 실시

차시에 따른
동기유발 활동 실시

A

X

○

○

B

○

○

○

C

○

○

○

D

○

X

X

E

X

○

○

내용
·1∼2차시: 그림, 동영상 자료 활용
·3∼4차시: 유튜브 활용해 실생활 연결하거나
동화책 활용하여 배운 문장의 쓰임 확인
·6학년: 기능 별, 차시 별로 계획하여 실행
·3학년: 춤과 노래로 대부분 차시에 적용
·1차시: 학생 관련 질문
·2차시: 퀴즈, 사진 활용하여 복습 활동
·특별히 차시, 기능에 따른 동기유발 활동은
따로 없고 전시 복습 활동으로 대체
·차시, 기능에 맞는 도입 활동 개발 계획

4.1.4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의 주체·언어·어려움
도입단계의 주체에 대한 설문 결과, ‘나는 교사와 학생 발화를 섞어서 도입단계를 진행하
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과반수의 교사가 교사와 학생의 균형 속에서 도입활
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사 중심 발화’는 36%, ‘학생 중심 발화’는 12%의 비율로 나
타나 도입단계는 수업 시작 부분이므로 교사 주도의 안내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교사발화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면담결과는 5명 중 4명의 교사가 학생의 발
화가 많을수록 좋다고 언급했다. 반면, B교사는 무조건 학생의 발화가 많은 것보다는 교사
와 학생의 발화가 50:50의 비율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답변했다.
도입단계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설문 결과, 한국어와 영어를 50:50의 비율로 사용한
다고 답한 비율이 24%로 가장 높았고, 영어를 50% 이상 사용하는 교사는 74%로 나타났
다(영어 30% 미만 사용 14%, 30~49% 사용 12%, 50% 사용 24%, 51~70% 사용 24%,
71-90% 사용 24%, 91~100% 사용 2%). 영어수업 내용에 따라 도입단계에 사용하는 언
어(한국어 및 영어)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즉,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에서 우리
말을 도입단계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64%의 교사들이 영어 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수업 내용에 따라서 한국어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전혀 그렇
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20%, 보통이다 14%, 그렇다 40%, 매우 그렇다 24%).
심층면담에서는 수업 내용에 따른 한국어 사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한 편이
었다. A, C, D교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한국어 설명이 굳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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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단계에 필요하지 않고, 도입단계에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전개, 정리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의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B, E교사는 우리말
이 수업도입단계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이고 목표 언어에 대한 명
확한 이해에 유용하며, 영어로 도입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한편, 40%의 교사가 도입단계의 동기유발 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평균
3.26; 전혀 그렇지 않다 0%, 그렇지 않다 26%, 보통이다 34%, 그렇다 28%, 매우 그렇다
12%). 심층면담에서 교사들은 학생들 간 수준격차 심화 및 영어학습 동기 저하로 인한 학
생들의 흥미와 동기유발의 어려움, 참고 자료 부족, 동료교사들과의 공유 미흡, 본 활동 위
주 수업에서 도입활동 준비 소홀을 언급했고 이를 다음 면담 내용에서 볼 수 있다.
R:

영어수업 도입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B교사: 학생들이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영어를 실제 생활에서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안 서서 동기를 끌어내

는 것이 어려워요.
C교사: 학생들의 개인차가 커서 수준을 고려하여 흥미 유발하는 것이 어려워요. … 다
른 과목은 애들이 말은 되니까… 이해는 못 할지라도… 듣고는 있을 수 있는데 영
어는 모르면 아예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A교사: 도입단계에 대한 틀을 마련해주거나 구체적인 자료를 보급하면 … 현장에서 좀
더 쉽고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 일반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우리
현장 선생님들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D교사: 지도서가 좀 더 보완돼야 할 것 같아요. … 1차시∼4차시에 맞는 괜찮은 동기유
발 자료들을 구체화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지도서에서 실제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넣어주어야 할 것 같아요.
E교사: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입단계 활동이 후반부로 갈수록 비슷하게
되풀이되는 느낌이에요. … 자료가 다른 과목에 비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자
료들이 전개활동 위주여서 도입활동 준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4.2.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
4.2.1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의 중요성
학생들도 대체적으로 도입단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16을 보면 61.4%의 학생
들이 수업 도입단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본 활동보다 수업 도입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들도 41.4%로 나타났다. 40.2%의 학생들이 도입단계에서 공부 의욕을 느낀
다고 답했고, 53.2%의 학생들이 도입단계에 집중한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도입단계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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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흥미를 일으키고 학습 의욕과 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표 16.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학생 설문)
항목
문항 내용
영어수업에서 본 활동 전 수업
시작 시 흥미 갖게 하는 시간
필요함
수업에서 본 활동보다 수업 시작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수업 시작 단계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을 느낌
수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집중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
(2.7%)

10
(5.4%)

56
(30.4%)

67
(36.4%)

46
(25%)

3.76

6
(3.3%)
15
(8.2%)
5
(2.7%)

11
(6%)
18
(9.8%)
10
(5.4%)

91
(49.5%)
77
(41.8%)
71
(38.6%)

47
(25.5%)
51
(27.7%)
65
(35.3%)

29
(15.8%)
23
(12.5%)
33
(17.9%)

3.45
3.27
3.60

심층면담 내용도 학생들의 수업 도입단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나타났다. 도입단계는
기초 내용을 복습하고 수업을 시작하고, 흥미를 가지고 학습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시간으로
본 수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단계라고 진술했고, 일부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R: 영어수업에서 시작하는 시간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S1: 시작 단계에서 기초적인 것을 복습하고 다시 배우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흥미를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더 재밌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수업 시작 단계에서
이번 시간에도 더 잘하자 … 그렇게 마음먹고 더 집중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S8: 흥미를 갖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본격적인 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어서
요. 바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갈 땐….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4.2.2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의 시간·언어
수업 도입단계 소요시간에 대한 설문 결과, 현재 지도서나 일반적인 지도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5분의 수업 도입단계 소요시간에 대해 49.5%의 학생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5분 적
절 평균 3.55, 5분 이상 필요 2.88, 5분 미만 필요 2.70). 5분이라는 시간이 본격적인 수업
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부 준비를 하기에 충분하고, 더 길어지면 다른 활동들을 못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관련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R:

영어수업에서 시작하는 시간은 몇 분이 적당한 것 같아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S1: 5분이면 수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시간인 것 같고, 너무 많으면 다른 활
동을 못 하고 너무 적으면 부족하기 때문에 5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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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 수업에 적응하는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집중하는 데도 적당해요.
S6: 6∼7분이요. 인사를 하고 여러 가지 같이 말한 다음에 처음에 훑어보는 시간까지
하면 10분은 조금 남을 것 같고, 5분은 짧을 것 같아요.
48.9%의 학생이 수업 내용에 따라 사용되는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평
균 3.57, 전혀 그렇지 않다 2.7%, 그렇지 않다 9.8%, 보통이다 38.6%, 그렇다 25.5%, 매
우 그렇다 23.4%). 목표 언어의 내용, 난이도, 활동의 복잡성, 본시 수업 내용의 어려움 등
을 이유로 한국어로 시작할 때, 영어로 시작할 때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R:

선생님이 한국어로 수업 도입하실 때와 영어로 수업 도입하실 때가 구분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니? 어떤 언어가 집중이 더 잘 되는 편이니?

S3: 영어요. 한국어는 일상에서 많이 듣는데 영어는 영어수업 아니면 잘 못 듣는 언어
니까 영어로 하면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집중이 잘 돼요.
S5: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업 내용이 어렵거나 설명할 때 한국말로 해야 잘
모르는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배웠던 말을 복습할 때는 영어로 해야 다시 복
습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4.2.3 도입단계 동기유발 활동의 효과 및 선호도
동기유발 활동 관련 선호 조사 결과는 표 17에 나타나 있다. 도입단계의 동기유발 활동
중 가장 학습적으로 효과적인 활동으로 게임을 꼽은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35.3%). 다음으
로 영상자료(30.4%), 노래(21.2%), 퀴즈(8.7%), 이야기책(1.6%) 순으로 답변했다. 나아
가, 정의적 측면에서 선호하는 동기유발 활동을 설문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50%의 학생이
게임을 가장 재미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게임은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가
장 선호하는 동기유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초등영어학습자의 특성 상 게임을 좋아하는 특
성이 도입단계 유형 선호도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영상자료(19%), 노래
(18.5%), 퀴즈(11.4%) 순으로 응답했다. 정의적 효과 답변의 빈도 순서는 인지적 측면의
설문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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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동기유발 활동에 대한 선호도(학생 설문)
항목
문항 내용
수업 시작 시 가장 집중이 잘
되고 학습적으로 효과적인
활동
수업 시작 시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

R:

게임

영상
자료

노래

퀴즈

이야기
책

기타

65
(35.3%)

56
(30.4%)

39
(21.2%)

16
(8.7%)

3
(1.6%)

5
(2.7%)

92
(50%)

35
(19%)

34
(18.5%)

21
(11.4%)

0
(0%)

2
(1.1%)

수업 시작할 때 하던 활동 중에 가장 공부가 잘됐던, 학습적으로 효과가 있던 활동
은 어떤 것들이었니? 또 가장 재밌고 흥미로운 도입 활동은 어떤 것이었어요?

S2: 퀴즈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퀴즈로 복습하면 집중이 잘 되고 효과적인 것 같
아요. 풀었을 때 기분이 좋고 답을 생각할 때 재밌었어요. 답을 생각할 때 너무 궁
금해요. 영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모두 참여하니까 재미있었어요.
S3: 게임이요. 말하는 단어나 제시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S4: 영상자료요. 왜냐면 영상으로 보는 것이 가만히 있는 그림이나 읽어주는 이야기책
보다 가장 재밌기 때문이에요.
4.3 학생 및 교사 인식 비교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설문한 결과, 같은 주제에 한해 표
18과 같이 비교할 수 있었다. 먼저, 도입단계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에서 각 집단의 설문 결
과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평균은 3.98, 학생의 평균은 3.76으로 교사와 학생 집단 모두 긍정
적인 답변이 우세해, 두 집단 모두 영어수업 도입단계의 필요성을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도입단계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구분될 필요가 있는지 묻는 문항도 마찬가지로 교사 집단
과 학생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교사 평균은 3.64, 학생 평균
은 3.57로 교사와 학생 집단 모두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영어수업
내용에 따라 도입단계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도입단계 사용 언어에 대한 교사, 학생 인식 독립표본 t-검정결과
문항 주제
도입단계의 필요성
도입단계에
사용되는 언어

집단
교사
학생
교사
학생

평균
3.98
3.76
3.64
3.57

표준편차
0.94
0.98
1.12
1.04

771

사례 수
50
184
50
184

t

p

1.449

0.149

0.412

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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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단계의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5분 내외의 도입단계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교사의 설문지 주관식 답변으로 3~5분이 적당하다는 교사가 66%로 가장 많
았다(7~10분 14%, 5~7분 10%, 3분 이내 10%). 학생들은 수업시작단계 시간(약 5분)이
적절한 정도에 대해 5단계 척도로 답했는데 평균 3.55를 보여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편이었
고, 49.5%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1.1%, 그렇지 않다 9.9%, 보
통이다 39.7%, 그렇다 32.1%, 매우 그렇다 17.4%).
반면, 교사들이 주로 활용하는 도입단계의 동기유발 활동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동기유발
활동에는 차이가 있었다. 교사들은 유튜브 영상자료(22%), 그림자료(12%), 퀴즈(10%), 이
야기책(10%), 노래(8%) 순으로 주로 활용하는 동기유발 활동을 답했고, 학생들은 인지적,
정의적 측면 모두에서 게임(35.3%. 50%), 영상자료(30.4%, 19%), 노래(21.2%, 18.5%),
퀴즈(8.7%, 11.4%), 이야기책(1.6%, 0%)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가
장 선호하는 게임 활동을 주로 활용하는 교사들은 많지 않았다. 교사들이 도입단계에 활용
할 만한 게임을 지도서나 인터넷에서 찾기 어렵고, 수업 시작부터 게임을 하는 것을 부담스
러워하기 때문이다. 노래의 경우도 교사들은 활용도가 낮았으나 학생들의 선호도는 높았다.
한편 유튜브 영상자료는 교사 활용도와 학생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다.
도입단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도입단계의 필요성과 도입단계
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서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으나, 교사가 주로 활용하는 동기유발 활
동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동기유발 활동에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영어수업 도입단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분석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 초등 교실에서 영어수업 도입단계를 실현할 때 도움이 될 방안
을 모색하고자 했다.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동
기유발 활동의 효과 및 학생들의 선호도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초등영어 수업에서 도입단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높이 인식했다. 도입단
계의 학습동기 유발과 전시학습 상기의 측면을 높이 평가했고, 이 단계가 학생들의 학습목
표 도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특히 학생들의 흥미도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또
한 영어수업에서는 교과 지식 자체보다 의사소통이나 언어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 교과
의 도입단계와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둘째, 교사들은 동기유발 활동을 포함한 도
입단계를 매차시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인식했으나, 차시에 따라 동기유발 활동을 다양화한
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다. 교사들은 도입단계의 동기유발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
는데, 그 이유로 학생들 간 수준격차 심화 및 영어학습 동기 저하로 인한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유발의 어려움, 참고 자료 부족, 동료교사들과의 공유 미흡, 본 활동 위주 수업에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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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활동 준비 소홀을 언급했다. 셋째, 학생들도 대체적으로 도입단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수업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 학습 의욕이나 집중력 향상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
다. 넷째, 교사와 학생들은 모두 도입단계는 5분 내외가 적당하고, 영어로 주로 수업이 진행
되어도 도입단계에서 모국어를 융통성 있게 사용해도 좋다고 인식했다. 마지막으로, 도입단
계의 동기유발 활동으로 유튜브 영상자료는 교사 활용도와 학생 선호도가 두루 높은 편이었
다. 반면, 학생들이 학습효과와 흥미도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임 활동을 동기유발 활동으로
주로 활용하는 교사들은 많지 않았다. 교사들이 도입단계에 사용할 만한 게임을 찾기 어렵
고, 본격적인 활동에서 게임을 활용할 여지가 많으므로 수업 시작부터 게임을 하는 것을 부
담스러워했다. 노래의 경우도 교사들은 활용도가 낮았으나 학생들의 선호도는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영어 수업의 도입단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초등영어 수업에서 도입단계는 적절하게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교
사들이 수업 도입단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학생들도 수업 도입단계가 필
요하다고 실감하고 있었다. 도입단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계획 및 실행까지
이어지지 않는 교사들도 있었다. 따라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입단계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교사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초등영어 수업의 도입단계의 동기유발
활동은 학생들의 긴장감을 낮추고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것이어야 한다. 연구 결과, 학생
대부분이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인식하는 활동과 학습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는 활동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파악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어 하는 활동들을 실현하는 것이 학습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및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영어수업에서 맥락에 따
라 한국어를 활용한 도입을 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수업
에서 목표어를 최대한 많이 사용해야 하지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국어가 적재적소
의 상황에서 최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함(Turnbull 2001)을 알 수 있다. 넷째, 도입단계에
서 활용가능한 간단한 게임을 비롯해 다양한 참고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수업의 주요 부분
을 차지하는 전개단계와 달리 도입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활동들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교사
들이 도입단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간단하면서
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입단계 활동들과 교수 지침이 개발되어 보급될 필
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이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임 활동을 차시와 기
능에 맞게 도입단계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게임은 즐거움의 요소로 언어 학습
에 흥미를 유발시키고, 학생들의 긴장감을 완화시켜 참여를 유도하여 수업 도입 시 효과적
인 활동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경희 2015). 다섯째, 예비 및 현직 영어교사교육에서 영어
수업의 각 단계별 목적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이 높다. 특히 수업 도입단계 및 동기유발 활동의 효과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교사들의 준비 및 실행 역량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초등영어 수업 도입단계에 관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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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설문과 면담 결과를 통해 초등영어 수업에서 도입단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
했다. 영어수업 도입 활동에 따라 실제로 학생들의 영어 능숙도에 효과가 있는지 증명해 보
는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초등영어 수업의 도
입단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분석해 실제 수업에서 도입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실태 분석을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실제 수업 관찰을 통
해 도입단계를 분석한다면 보다 정확한 실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
영어 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를 일부 문항에서 비교분석했다. 도입단계에 대
한 다양한 항목에 대해 교사와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을 분석한다면 교사와 학생의 인
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영어과 현장과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은 수업 도입단계의 중요성과 그
개선방안을 조명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로 전개 단계의 활동들과 정리 단계의 실태와
인식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영어교육에서 수업 도입단계를 분석해 초
등영어 수업의 보다 효과적인 도입단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본 연구가 초등영
어 수업, 초등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 및 영어교사교육의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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